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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tobacillus brevis를 활용한 흰점박이꽃무지 유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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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Lactobacillus brevis SM61 from traditional Kimchi was used for fermentation of
aqueous extract of P. brevitarsis larva and mountain ginseng. As measured by MTT assay, aqueous extract of P. brevitarsis larva and fermented mixture of aqueous extract and mountain ginseng did not show specific cellular toxicity in
RAW264.7 cells until a concentration of 5-1000 µg/mL. The polyphenol contents was highest in the fermented mixture of aqueous extract and mountain ginseng.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was stronger in the fermented mixture of aqueous extract and mountain ginseng than the aqueous extract. Also, antibacterial activity was tested against
E. coli, L. monocytogenes and S. aureus. The fermented mixture of aqueous extract and mountain ginseng showed
antibacterial activity against the tested bacteria. Therefore, L. brevis SM61 as a starter might be used to improve functionality of P. brevitarsis lar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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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양한 의료 서비스 제공, 웰빙을 위한 식생활, 여
성 사회 진출 확대 및 인식 변화 등에 의한 출산율 감소,
평균 수명 증가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고령화 시대에
도달해 있다. 이에 따라 고령인구에서 주로 발생하는 여
러 만성 질환 및 퇴행성 질환 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
이러한 고령화에 의해 증가되는 다양한 질환을 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는 단순히 약물에 의한 것보다는 일반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등의 섭취를 선호하고 있으며, 이에 따
라 점차 다양한 곤충, 동물, 식물, 해조류 및 미생물 등의
소재를 활용한 식품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현
재 건강식품 또는 건강기능성식품 등의 개발을 위한 다양
한 식품 소재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관련된 제품 군들도
다양하게 개발 및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곤충 관련된 소
재를 활용한 식품은 아직까지 연구 및 개발이 매우 미비
한 수준이며, 제품화 및 생산에 있어서도 매우 제한적으

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국외에서는 식용 곤충을 식량난
해결을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 새로운 식품
시장의 블루 오션으로 다수의 업체에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환경 측면에서도 같은 단백질을 얻는다고 가
정했을 때 온실가스 배출량은 식용곤충의 경우 축산업의
10분의 1에 불과하여, 저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인해 각
광을 받고 있다 . 세계 곤충시장의 규모는 2007년 기준
약 11조원이며, 2020년에는 약 38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 국내 시장 역시 2011년에 약 1680억
원에서 2020년에는 7000억원까지 정부 주도로 육성 목표
를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4년에 갈색거저리, 흰점
박이꽃무지 유충, 2015년에는 장수풍뎅이 애벌레, 귀뚜라
미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한시적 식용원료로 허
가되었다 . 이 중 흰점박이꽃무지는 딱정벌레목 꽃무지
과로 분류되는 완전변태곤충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충은
미생물에 의해 발효된 참나무톱밥과 같은 부엽토 속에서
서식하여 10월 하순까지 3령 유충으로 변태 후 월동에 들
어간다.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은 굼벵이로 불리고 있으며,
한방 치료제로 민간에서 많이 활용되어 왔다 .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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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연구된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에 대한 연구는 주
로 유충의 산란 또는 생육에 대한 연구와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자체가 갖는 항암 효과 및 세포 손상 등에 대한 연
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 일부 식품 소재화를 위한 연구
도 진행되고 있으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
다. 특히, 국내 시장은 식용 곤충을 활용한 식품의 종류가
매우 적으며, 아직까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식용 곤충
식품 또는 소재로 활용하여 다양한 기능성을 보유하는 건
강식품을 개발한다면 국내에서도 신사업으로 접근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등을 활
용하여 식용 곤충에 대한 식품 소재화 및 기능성 강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건강 식품으
로 개발을 위해 유산균 등을 이용한 발효를 통해 기능성
강화는 기존 국내외에서 연구와 제품화가 미비한 상황이
다. 유산균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오랜 시간 동안 식품 발
효에 사용되어 왔으며, 발효 동안 생산되는 다양한 영양
물질, 향기 성분, 항균 물질 등 식품의 풍미와 제품 수명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그리고 probiotics
로서 사람의 장내에 서식하면서 장내 균총 개선, 면역 조
절 작용, 콜레스테롤 저하, 병원성 세균들의 생육 억제, 유
당 불내증 개선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의
있다
열수 추출물에 대해 신규 유산균을 이용하여 산양삼 분말
과 혼합하여 발효물을 제조하고, 이에 대한 항산화능, 항
균 활성 및 세포 독성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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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and Methods
흰점박이꽃무지 열수 추출물 제조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을 6일 동안 절식시킨 이후 건조한
시료 100 g을 homogenizer로 마쇄한 다음 추출 용매로 물
을 사용하여 1000 mL 첨가하여, 상온에서 2시간 동안 교
반, 침출시켜 추출한 후 여과하였다. 그리고, 추출된 여액
을 회전증발농축기(N-1001V-WD, EYELA, Tokyo, Japan)
로 60 C 수욕 상에서 감압 농축하고 농축액을 동결 건조
하여 열수 추출물로 이용하였다. 또한, 산양삼 분말(농업
회사법인 (주)우리두, 강원)은 시판중인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을 선택하여 MRS agar에 평판 획선하여 배양하여 순수
분리하였다. 분리된 균주들을 대상으로 β-glucosidase 활성
을 확인하기 위해 esculin agar에 각각 접종하고 esculin을
가수분해하여 배지를 흑갈색으로 변색시키는 세균을 βglucosidase 생성 균주를 분리하였다.
선별된 균주를 대상으로 16s rRNA 서열분석을 수행하
였다. 서열 분석을 위해 분리된 젖산균을 MRS broth에 배
양하고 배양액 1 mL를 취해 원심 분리한 후 0.8% 멸균생
리식염수로 수세하였다. 그리고 genomic DNA kit (Bioneer,
Daejon, Korea)를 사용하여 DNA를 추출하여 PCR을 위한
template DNA로 이용하였으며, 세균의 16s rRNA에 대한
universal primer인 785F (GGATTAGATACCCTGGTA)와
907R (CCGTCAATTCMTTTRAGTTT)을 사용하였다. PCR
수행 후 전기영동을 통해 증폭산물을 확인하고 QIAquick
PCR purification kit (QIAGEN, Hilden, Germany)를 사용
하여 정제하였다. 염기서열은 Dye Terminator Cycle
Sequencing Ready Reaction Kit (Biosystems, Carlsbad,
CA, USA)와 ABI 3700 sequencer (Biosystems, Carlsbad,
CA, USA)에 의해 수행하였다. 그리고 계통학적 분석은
NCBI에서 제공하는 유산균 표준 균주의 16s rRNA 염기
서열과 비교하여 염기서열간의 유전적 거리를 EMBL-EBI
에서 제공하는 Clustal Omega (https://www.ebi.ac.uk/Tools/
msa/clustalo/)를 사용하여 phylogenetic tree를 확인하였다.

분리된 유산균을 이용한 발효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열수추출물과 산양삼의 혼합 분말
을 이용하여 분리된 유산균을 사용하여 발효를 수행하였
다. 5%의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의 열수 추출물과 1%의 산
양삼 분말을 혼합한 후 0.2 μm syringe filter (Merck,
Darmstadt, Germany)를 사용하여 제균하였고, 전배양된 유
산균 5%를 혼합액에 접종한 후 48시간 동안 발효를 수행
한 후 발효 산물을 8000 g에서 10분 동안 원심분리하고
상등액을 syringe filter를 이용하여 제균하여 발효물을 제
조하였다.

o

유산균 분리 및 염기서열 분석을 통한 동정
유산균의 배양은 유산균 분리를 위해 김치 시료 25 g을
225 mL의 0.1% peptone water에 혼합 하고, stomacher를
이용하여 균질화한 후 10진 희석을 하여 0.05% L-cystein
(Sigma-aldrich, St. Louis, MO, USA)을 첨가하여 만든
Lactobacilli MRS broth 또는 MRS agar (Difco Laboratory,
Detroit, MI, US)에서 37 C, 24~48 시간 혐기적으로 배양
하였다. 그리고 배양된 집락들 중 형태학적으로 상이한 것
o

세포 독성 측정
실험에 이용된 세포주로는 RAW 264.7 cell를 사용하였
으며, 세포배양에 필요한 배지로 Dulbe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Gibco, NY, USA)을 사용하였고 그 밖
의 세포배양에 필요한 시약으로 inactivated fetal bovine
serum (FBS, Gibco), 1% penicillin-streptomycin, trypsinEDTA (Gibco)를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배지는 DMEM
배지에 FBS 10% 첨가하여 37 C, 5% CO 조건에서 배양
하였다. 실험과정의 모든 세포는 80-90% 정도의 밀도로
자랐을 때 계대 배양하였다. 시료의 세포독성을 평가하기
위해 3-(4,5-dimethythiazo-2-ly)-2,5-diphenyl-tetra-zoliumbromide (MTT, Sigma-aldrich)를 사용하여 세포생존율을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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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였다. RAW 264.7 cell 1 × 10 cells/well를 96 well
plate에 접종하고 20시간 배양 후, 10 μg/mL의 LPS와 샘
플을 농도 별로 첨가하여 37 C, 5% CO incubator에서 24
시간 배양하였다. 배양 후 2 mg/mL 농도의 MTT 시약을
첨가하여 2시간 재 배양하고 상층액을 제거한 다음 각
well에 DMSO를 첨가하고 이를 UV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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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페놀 함량과 항산화 효과
폴리페놀 화합물의 측정은 Folin-Denis의 방법에 의거하
여 측정하였다 . 추출시료 1 mL를 95% ethanol 1 mL와
증류수 5 mL를 첨가하고 0.5 mL 1N folin-ciocalteu reagent
(Sigma-aldrich)를 넣어 잘 섞어주고, 5분간 방치한 후,
Na CO 1 mL를 가한 후,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
다. 표준물질로는 tannic acid를 적정 농도로 제조하여 시
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얻은 표준 검량선으로부
터 시료 추출물의 폴리페놀 함량을 측정하였다. 항산화 효
과는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radical에 대한
라디칼 소거활성은 Blois법을 준하여 측정하였다 . 각 시
료 0.5 mL에 60 μM DPPH 3 mL를 넣고 vortex한 후 15분
동안 방치한 다음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DPPH
표준 곡선을 위한 시료는 ascorbic acid (Sigma-aldrich)를
사용하였고 표준 곡선으로부터 항산화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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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균 활성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열수추출물과 분리된 유산균을 활
용한 발효물을 E. coli, L. monocytogenes, S. aureus에 대
한 항균 활성을 well diffusion 법을 통해 확인하였다. 각
각의 세균을 도말된 배지 위에 멸균된 듀람관을 사용하여
구멍을 뚫었다. 그리고,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열수추출물
과 발효물을 각각 25 μL 씩 분주한 후 억제환을 확인하여
생육 저해효과를 확인하였다 .
17)

통계 분석
모든 실험은 3반복으로 측정하여 측정치를 평균값 ± 표
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실험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Student's t-test로 하였으며, p 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적
으로 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18)

Results and Discussions
유산균 분리와 16s rRNA 염기서열 분석을 통한 동정
국내 다양한 발효 식품으로부터 유산균을 분리하기 위
해 발효 식품 시료를 10진 희석하여 MRS agar에 도말하
고 37 C에서 배양한 뒤 형성된 집락들을 대상으로 형태학
적으로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집락을 1차 선별하였다. 그
리고, 순수 분리된 집락에 대해 β-glucosidase 활성능을 확
o

Fig. 1. Phylogenetic relation between L. brevis SM61 and other
LAB based on 16s rRNA sequence.

인하기 위해 esculin agar에 tooth-picking 한 후 24시간 동
안 37 C에서 배양한 후 집락 주변에 검은색 환을 확인하
여 β-glucosidase 생성능이 있는 균주를 2차적으로 분리하
였다. 분리된 유산균들에 대해 1차적으로 생화학적인 특
성 분석을 통해 동정을 하였으며, 유산균 동정을 위해 효
소활성과 특성이 우수한 유산균을 대상으로 분자생물학적
방법 중에 하나인 16s rRNA 염기서열 분석을 수행하였다.
16S rRNA sequence의 homologous의 분석은 European
Molecular Biology Laboratory (https://www.embl.org/)의
European Nucleotide Archive의 DNA database 이용하여 비
교하였다. 분리된 유산균에 대해 16s rRNA에 대한 염기
서열의 유사성을 확인한 결과, L. brevis와 homology가 가
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유산균들과의 phylogenetic tree 분석을 수행한 결과 L. brevis와 계통학적으로
가장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1). L. brevis는 이형 젖
산발효 유산균(heterofermentative lactic acid bacteria)으로
육탄당 뿐 아니라 오탄당을 대사하여 acetate와 lactate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 식
품의약품안전처가 제정한 식품 첨가물 규격에 따르면 유
산균들 중 L. brevis는 GRAS 균주로 알려져 있으며 , 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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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ntibacterial activity by well diffusion assay. (A)-(C),
Fermented mixture of aqueous extract and mountain ginseng;
(D)-(F), Aqueous extract of P. brevitarsis larva; (H)-(I), Mountain
ginseng. (A), (D), and (G), E. coli JM109; (B), (E), and (H), L.
monocytogenes KCTC 3569; (C), (F), and (I), S. aureus KCTC3881.

꽃무지 유충 열수추출물의 식품의 소재화에 적용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2. Cellular toxicity by MTT assay. (A), Aqueous extract of P.
brevitarsis larva; (B), Mountain ginseng; (C), Fermented mixture
of aqueous extract and mountain ginseng.

폴리페놀 함량 및 항산화 효과
폴리페놀은 다양한 식물체에 존재하는 생리활성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항산화 및 항암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열수추출물에 대한
폴리페놀 분석한 결과 약 2.79 ± 0.05 μg/mL으로 확인되었
다. 그리고,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열수추출물과 산양삼 혼
합물을 L. brevis SM61을 이용하여 발효를 수행한 뒤 폴
리페놀 함량을 확인한 결과, 발효 초기에는 약 1.49 ± 0.10
μg/mL, 24시간 이후에는 3.98 ± 0.08 μg/mL, 48시간 이후
에는 5.09 ± 0.13 μg/mL 수준으로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폴리페놀 함량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폴리페놀 함
량은 일반적으로 항산화 연구에 폭넓게 이용되는 방법으
로, 천연에 존재하는 주요한 폴리페놀 화합물들은 radical
소거능과 강력한 항산화능을 포함한 생리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본 연구에서 폴리페놀 함량을 분석
한 결과 L. brevis SM61을 이용한 발효물의 폴리페놀 함
량이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열수추출물에 비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어, 발효물의 항산화능이 높을 것으로 예측
되었다. 또한, 각각의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열수추출물과
발효물의 항산화 효과 평가하기 위해 DPPH radical에 대
한 전자공여능을 ascorbic acid를 표준 물질로 하여 흡광
도 값을 측정하여 확인한 결과,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열
수추출물은 약 60 ± 0.10% 수준이었으며, L. brevis SM61
22)

연구에서는 신규 분리된 L. brevis SM61을 이용하여 흰점
박이꽃무지 유충 열수추출물에 대한 발효 스타터로 사용
하고자 하였다.

세포독성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열수추출물과 L. brevis SM61을
활용한 발효물이 Raw264.7 cell에서 세포독성을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5-1000 μg/mL 농도별로 세포에 처리하
여 MTT assay를 수행하였다. Raw264.7 cell에 대하여 추
출물의 농도 변화에 따른 세포의 생존율을 확인한 결과,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열수추출물의 경우 농도에 따라 약
93-103%의 세포 생존율을 나타냈으며, 산양삼은 약 92100%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L. brevis SM61을 활용한 발
효물은 81-103% 수준으로 나타났다(Fig. 2). 일반적으로
세포 독성은 약 80% 이상에 세포 생존율을 나타낼 경우
에는 독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본 실험을 통해
확인된 세포 독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기존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의 세포 독성에 영향이 없다는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추후 흰점박이
2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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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한 발효물의 경우는 약 98 ± 0.08% 수준으로 증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 등 은 흰점박이꽃무지 함유
음료에 대해 DPPH 라디칼 소거능을 분석한 결과 67.190.0% 수준으로 보고하였으며, Sung 등 은 에탄올 추출
물이 약 80.0%의 DPPH radical 소거능이 있음을 확인하
였다. 또한, Sim 등 은 L. plantarum과 L. gasseri를 이용
하여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을 발효한 것이 분말 보다 항산
화능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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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균 활성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열수추출물과 L. brevis SM61을
활용한 발효물에 대한 E. coli, L. monocytogenes, S. aureus
에 대한 항균 효과를 well diffusion 법을 통해 분석한 결
과,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열수추출물과 산양삼 분말에서
는 모두 억제환이 형성되지 않아 항균 효과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L. brevis SM61을 이용한 발효물에
서는 억제환이 각각 확인되어 저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3). 현재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에 대한 항
균 활성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며, 기작 또한 명확히 밝혀
져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열수
추출물과 산양삼 단독으로는 항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
으나, 혼합물에 대한 유산균 발효를 통해 다양한 물질들
이 분해 및 생성 되면서 새로운 항균 활성 물질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김치로부터 분리된 L. brevis SM61을 생
화학적 특성과 16s rRNA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분리 및
동정하였으며,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열수추출물과 산양삼
분말을 L. brevis SM61을 이용하여 48시간동안 발효를 수
행하여 발효물을 제조하였다. 그리고, 흰점박이꽃무지 유
충 열수추출물과 L. brevis SM61을 사용한 발효물에 대해
농도에 따른 세포 독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
고,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열수추출물과 L. brevis SM61을
사용한 발효물에 대해 발효 시간에 따른 폴리페놀 함량을
분석한 결과 발효 초기에는 약 1.49 μg/mL 비해 48시간
이후 약 5.09 μg/mL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항산화능
은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열수추출물이 약 60%였으나, L.
brevis SM61을 이용한 발효물이 약 98%로 높아졌다. 항
균 활성의 경우 L. brevis SM61을 이용한 발효물에서만
항균 효과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분리된
신규 L. brevis SM61을 이용한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의 열
수추출물에 대한 발효물은 식용 곤충의 기능성을 강화시
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유산균을 활용하여 다
양한 식용 곤충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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